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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환경 급식 확대
 (친환경 농·축산물 학교급식 공급 확대) 
<선거공보 든든-02-건강한 친환경 로컬푸드 급식 확대>

현황

   ∘ 우수식재료 구입비 지원

학교급별 초·중·고·특수 비고

1인(식)당 단가 170원 현금 지원

   ∘ 지자체 등과 연계한 친환경 학교급식 추진

     - 친환경 학교 급식을 위한 지자체와의 협조 체계 구축

       (지자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한 친환경 식재료 공급 등)

     - 학부모 등이 참여한 학교급식 식재료 검수 시 생산자 표시(실명제) 등 확인

     - 도·농 교류 농촌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 적극 권장

   ∘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 예방 활동 현황

     - 학교급식 위생·안전 정기 점검(연 2회)

     - 학급급식 관계자 위생·안전 교육 실시(연 1회)

     - 학급급식 식중독 예방 철저 안내 공문 발송(연 2회 이상)

      ※ 지자체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·운영

     · 설치 현황: 광역 1개소, 시·군 22개소(울릉 제외)

     · 운영 목적: 도내 초·중·고·특수학교 친환경 농·축산물 공급

     · 지원 현황

 

학교급별 초 중 고·특수 비고

1인(식)당 단가 400원 500원 550원 현물 지원

     ※ 친환경 로컬푸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보다는 전문성 등을 갖춘 지자체의 

학교급식지원센터를 활용하는 것이 타당

사 업 목 표

   ▢ 우수하고 안전한 친환경 농·축산물 공급으로 고품질 학교급식 실현

   ▢ 친환경 농·축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소비 확대를 통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

추진계획

   ▢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(유기농) 식재료 공급 확대



      ∘ 우수식재료 구입비 지원 대상 및 지원비 증액

       - 지원 단가 인상 (30원↑): (당초) 170원 → (인상) 200원  

      ∘ 지원 대상 확대

       - (당초) 초·중·고·특수학교 → (확대) 유치원·초·중·고·특수학교

   ▢ 지자체 연계와 주민참여 확대로 친환경 학교급식 네트워크 구성

      ∘ 지역 농가가 참여하는 지자체의 학교급식지원센터 이용 활성화

        (친환경 농축산물 발주 물량 확대 및 시·군별 계약재배 적극 참여 등)

      ∘ 학부모 등 지역주민의 학교급식점검단 등 참여 활성화

      ∘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와의 소통 강화 

   ▢ 친환경 로컬푸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

      ∘ 지자체 학교급식지원센터 대체 활용

   ▢ 식재료 생산자 실명제 실시 및 농가 체험학습장 활용

      ∘ 학교급식 식재료 검수시 생산자 표시(실명제), 3無(無방사능, 無잔류농약, 

無유전자조작식품) 등 납품 확인 철저

      ∘ 농가를 생활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는 등 도·농 교류 농촌체험학습 프로그램 

운영 적극 권장

   ▢ 식중독 사고 예방활동 강화

      ∘ 학교급식 위생·안전 정기 점검(연 2회)

      ∘ 학급급식 관계자 위생·안전 교육 실시(연 1회)

      ∘ 학급급식 식중독 예방 철저 안내 공문 발송(연 2회 이상)

연도별 이행 계획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금액단위: 백만원)

추진 내용 
연차 계획

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계

우수식재료 구입비 지원 
물량(명) 272,690 313,451 311,721 310,610 1,208,472

금액 8,713 11,911 11,845 11,803 44,272

지자체 등과의 협조 체계 구축
물량(회) 1 1 1 1 4

금액 비예산

학교급식 식중독 예방 관리 
물량(회) 1 1 1 1 4

금액 비예산



이행률 확인지표

확인 지표 산출 근거
최종

목표

연차별 목표

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

우수식재료 구입비 지원 (지원 학생수/총 학생수)×100% 100% 100% 100% 100% 100%

지자체 등과의 협조 체계 업무 매뉴얼 갱신·보급 4회 1회 1회 1회 1회

학교급식 식중독예방 관리 업무 매뉴얼 갱신·보급 4회 1회 1회 1회 1회

※ 사업 구분: 임기 내 사업임

중앙정부의 도움(제도, 재정, 권한) 필요여부

   ▢ 필요없음

기대효과

   ▢ 아이들의 식생활 개선 및 건강증진

   ▢ 지자체와 연계하여 친환경 농산물 생산 농가의 안정적 판로 확보

주관부서 체육건강과 사업종류 신규사업

담 당 자 박정훈, 신고산(☏474,475) 재원조달 자체예산


